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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Korean liquid sound ([l]) is a late-developing speech sound with two allo-
phonic variants: a syllable initial flap sound ([ɾ]) and a syllable final lateral sound ([l]). Most 
previous research on the phoneme acquisition used meaningless speech in imitation and 
naming tasks. Grammatical morphemes are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language 
but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morphology on speech sound ac-
quisition.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acquisition and phonological patterns of 
the liquid sound in terms of morphological types produced in Korean-speaking children’s 
spontaneous speech.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32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 to 4, without speech and language delay. Children were divided into 4 age groups (6 
months age gaps). Spontaneous speech samples were recorded at the children’s home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rror rates in both the flap sound and lateral sound 
decreased with increasing age in all morphological contexts. And, within the groups, error 
percentag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lexical morphemes than in grammatical morphemes. 
The deletion of lateral sounds was the main error pattern in all morphological contexts. 
Contrary to the lateral sounds, gliding of the flap sound was the main error pattern. Con-
clusion: The acquisition of Korean liquid sound varied depending on age and morphologi-
cal contexts. Additionally, error patterns varied allophonic variants. The present study pro-
vides data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the difficult contexts for articulatory evaluation and 
therapy.

Keywords: Liquid acquisition, Phonological development, Spontaneous speech, Morp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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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음소 중 유음 /ㄹ/은 일반아동의 음소발달 과정에서 후기

에 습득되는 말소리에 속하며, 조음장애 아동들이 가장 많은 오류

를 나타내는 음소 중의 하나이다(Kim & Shin, 2007; Stoel-Gam-

mon & Dunn, 1985). 한국어의 유음은 음소로는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는데 실현되는 양상은 두 가지 변이음 즉 초성으로만 실현

되는 탄설음([ɾ])과 종성으로 실현되는 설측음([l])이 있다(선행음

절 종성과 연이어 오는 후행음절 초성에 유음이 중복될 경우 후행

음절의 초성도 설측음으로 실현된다). 탄설음([ɾ])은 혀끝을 윗잇

몸에 가볍게 댔다가 튀기듯이 떼면서 조음하는 소리이며, 설측음

([l])은 혀끝을 올려 윗잇몸에 대고 혀의 양옆을 내려 혀의 양옆으

로 기류를 통과시켜 조음하는 소리이다(Lee, 2001; Shin, 2011). /ㄹ/

는 자음 소리 중 /ㄴ/, /ㄱ/에 이어 아동 구어 발화에서 세 번째로 고

빈도로 사용되었으며(Kim & Shin, 2007), 성인 발화 자료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음소(Shin, 2011)이다. 또한『연세한

국어사전』과『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 자료에서도 /ㄹ/는 /ㄱ/, /

ㄴ/, /ㅇ/ 다음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음소이다.

어절 내 위치에 따른 일반적인 음소발달 양상은 어두나 어중의 

초성에서 먼저 나타났다가 종성에 나타나지만, 유음은 다른 패턴

을 보인다. 초성에서 실현되는 형태인 탄설음([ɾ])보다 종성에서 실

현되는 형태인 설측음([l])이 먼저 발달한다(Kim, 1997). 아동의 유

음변동패턴은 발달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서 많은 음소발달연

구에서 주목을 받았다. 유음생략은 3세와 4세 사이의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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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변동이었으며(Kim & Shin, 1992), 유음의 단순화(생략 

및 활음화)는 4세에 사라진다고 보고되었다(Kim & Pae, 2000). 그

리고 유음의 오류유형은 정확도가 낮은 군에서는 생략이 많고, 정

확도가 높은 군에서는 활음화가 많았으며, 대치변동 양상을 살펴

보면 3세는 파열음화가, 4세는 비음동화가 가장 높은 변동이라고 

하였다(Kim & Seok, 2004). 문맥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초

성 /ㄹ/는 모음 환경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 모음 뒤에서 /ㄹ/를 가

장 정확히 발음하였고, 연령별로 봤을 때 2세는 /이/ 모음 뒤의 /ㄹ/

의 발음 정확도가 약간 높고, 3, 4, 5세 아동은 /우/ 모음 뒤에서 /ㄹ/

를 가장 정확하게 발음하여서 음소 /ㄹ/의 자음정확도가 모음환경 

및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Park & Lee, 

2000). 또한 음운환경에 따라 유음발달 순서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

다(Jeon, Shin, & Kwon, 2002). 현재까지 우리 말소리 중 유음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진 것은 연령과 모음 및 음운환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수행된 말소리발달 연구들은 대부분 언어병리학 분야에

서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진단과정에서 필요한 정상발달 지표를 수

립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발달 지표로뿐 아니라 조음음운장애 진

단 분야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평가맥락의 하나는 자발화 조건이

다. 아동의 치료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자발화에서 아동이 음소를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음소를 발음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당하고 정확한 음운 평가를 위해서는 자발적 발화

에서의 음운변동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Bernthal, Bankson, & 

Flipsen, 2009; Shriberg & Kwiatkowski, 1985). 그러나 현재까지 음

소발달 및 음운변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검사

목록은 무의미음절 및 낱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방법은 

무의미음절 따라 말하기, 공식 조음검사도구의 낱말의 이름대기,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낱말 그림자료를 보고 이름대기, 낱말 그림

자료를 보고 자발적으로 산출하거나 자발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때 

유도하거나 단서를 제공한 뒤 산출한 것으로 음소발달 및 오류음

운변동을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음소발달 및 음운변동에 대한 선

행연구는 어휘형태소(주로 명사)로 이루어진 검사목록을 이용한 

연구가 대다수였으며, 조음음운장애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도 한

국어 문법형태소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에서 

아동의 자발화를 이용한 Kim (1997)의 연구가 존재하나 대상자가 

일반아동이 아닌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이고, 분석낱말의 대다수

가 낱말발음검사에 기초한 명사였으며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문장

발화를 보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발화 문맥과 독립낱말 문맥에서 두드러진 차이 중 한 가지는 

자발화 문맥에서는 다양한 문법형태소 즉 기능어가 고빈도로 산출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가 매우 발

달한 언어로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에는 다양한 조사가 붙

고, 용언에는 어미가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첨가적인 특징을 지녔다(Kwon & Jung, 2000). 우리 말소리는 교

착어이므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가 성인뿐 아니라 아동

의 발화에서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2-5세 사이 일반아동

의 자발적 발화에서 우리말 음운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나 어미

와 같은 기능어의 빈도가 우리말 음운빈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Kim, Pae, & Ko, 2001). 이러한 기능어라는 형태소별 조

건은 말소리 발달 및 산출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et al., 

2012; Johnson, 2004). Johnson (2004)은 성인 자발화 자료를 바탕

으로 기능어와 내용어의 생략 및 왜곡 비율을 연구하였는데, 내용

어에서는 왜곡 및 생략 비율이 3음절 미만의 단어에서 20% 미만이

었고 더 긴 음절에서는 20%-25% 사이였으나, 기능어에서는 1음절

과 7음절 단어를 제외하고 모두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말소리가 완전히 발달한 성인의 경우에도 기능어는 내용어에 

비해 정확하게 조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어의 경

우 성인의 자발화 자료에서 형태소 유형이 말소리 산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 지 연구된 것은 없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형태소 유형

이 마찰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im et al., 

2012). 이 연구에서 치경마찰음은 어휘형태소보다 문법형태소에서 

더 많은 오류를, 더 오랫동안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언어학적 

요인(형태소)이 조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유음에서도 나타나는 지 그리고 형태

소 유형에 따라 오류패턴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 4세 아동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일상생활에

서 산출한 자연스러운 발화를 통해 유음의 두 가지 이음형태(탄설

음과 설측음)가 연령 집단별로 두 가지 형태소 유형(문법형태소와 

어휘형태소)에 따른 발달 특성을 밝혀 임상 현장에서 조음음운장

애 아동의 조음음운평가 및 치료의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서울, 경기 및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3-4세 아동을 연령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3세 전반(3;0-3;5) 9명, 3세 후반(3;6-3;11) 8

명, 4세 전반(4;0-4;5) 8명, 4세 후반(4;6-4;11) 7명으로 총 32명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였으나, 각 집단별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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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는 3세 전반 4:5, 3세 후반 3:5, 4세 전반 6:2, 4세 후반 5:2이었다. 

선정기준은 선별검사로 Ling-6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상이며,『우리

말 조음음운평가(U-TAP)』(Kim & Shin, 2004)에서 -1 SD 이상,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Kim et al., 2009)에서 수용 및 표

현어휘력검사 결과 모두 -1 SD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구 및 절차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녹음기 Click Voice PREMIUM S300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발화를 녹음하도록 하였다. 최선의 

녹음을 위하여 부모에게 녹음지침을 안내하고 연습과정을 거쳤다. 

소음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입과 가까운 곳에 녹음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앞치마의 앞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아동이 앞치

마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동의 가까운 위치에 놓아두고 녹음

하도록 하였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 읽기 등의 상황을 피하고 자

연스러운 아동의 발화가 녹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된 자료 중에서 아동의 평상시 발화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

는 상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상황 중에서 완성되지 않은 발화 및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제외하고 형태소 유형에 따라 각각 유음 

30회가 들어간 어절을 전사하였다. 각 아동별로 문법형태소 및 어

휘형태소 각각에 대하여 설측음 및 탄설음이 15회씩 포함되도록 

하여 총 60개 음운단어를 전사하였다. 선정된 상황 중에서 완성되

지 않은 발화 및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전사에서 제외하였다. 연

령별로 각 형태소별, 이음별로 15개의 음운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분석한 자발화의 분량은 평균 52분으로 어휘형태소에서는 비교적 

빨리 산출되었고 문법형태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

했다. 문법형태소 맥락에서 3세는 평균 87분(범위: 40-198분), 4세

는 평균 72분(범위: 32-115분), 어휘형태소 맥락에서 3세는 평균 19

분(범위: 8-27분), 4세는 평균 32분(범위: 13-45분)의 녹음분량이 분

석되었다. 가장 빈도가 낮은 것은 문법형태소 조건에서의 탄설음으

로 3세는 3시간 이상, 4세도 2시간 분량의 자발화를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오류반응은 대치, 왜곡형태를 모두 포함하였다. 어휘형태소 맥락

에서의 어휘는 기본형(예, 날다)을 기준으로 정오반응을 체크 하였

으나, 자발화 맥락에서 변이형(예, 날아가요[나라가요])으로 산출

된 경우에는 설측음이 아닌 탄설음으로 정오반응을 체크하였다. 

전체 자료의 약 20%인 6명의 자료를 무선적으로 선정한 자료에 대

하여 언어치료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1급 치료사가 평가한 결과, 

94.4%의 평가자 간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자료를 청지각적으로 분

석하여 아래 식과 같이 오류율을 구한 뒤, 두 가지 이음형태인 설측

음과 탄설음으로 나누어서 각각 연령과 형태소 유형에 따른 집단 

차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집단검증은 연령에 따른 네 집단을 집

단 간 변인으로, 형태소 유형을 집단 내 변인으로 하는 이요인 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Tukey HSD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오류율(%)= (오류 수/전체 수)×100

특정 유형 오류비율(%)= (특정 유형 오류 수/전체 오류 수)×100

연구 결과

형태소 유형에 따른 연령별 유음발달

형태소 유형에 따른 연령 및 유음유형별 오류율은 Table 1과 같

다. 문법형태소와 어휘형태소 모두 탄설음보다 설측음에서의 오류

율이 더 낮았으며, 두 형태소 유형 및 두 유음유형 모두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오류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동일 연령 내

에서도 문법형태소에 비해 어휘형태소에서의 오류율이 더 낮았다.

형태소 유형에 따른 설측음 발달

어휘형태소에서의 연령별 설측음 오류율은 Figure 1, 문법형태

소에서의 연령별 설측음 오류율은 Figure 2와 같다. 상자도표는 중

앙값과 범위를 보여준다. 어휘형태소에서 4세 아동은 설측음 오류

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문법형태소에서는 4세 후반이 되어서

도 20% 내외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두 형태소 유형 모두 연령이 어

릴수록 표준편차의 값이 넓어서 동일 연령대 아동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문법형태소에서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형태소 유형에 따른 연령별 설측음 오류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소 유형(F=85.559, p< .001), 

연령(F= 6.203, p< .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태소 유형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319, p< .05). 연령효과에 대해 사후분석

Table 1. The mean (SD) error rate by the liquid sound type

Lateral sound Flap sound

Early
3-yr-old

Late
3-yr-old

Early
4-yr-old

Late
4-yr-old

Early
3-yr-old

Late
3-yr-old

Early
4-yr-old

Late
4-yr-old

Lexical morpheme 12.1 (12.2) 11.3 (9.3) 2.4 (4.83) 0 (0) 37.5 (24.7) 33.8 (24.2) 27.1 (20.2) 9.5 (13.8)
Grammatical morpheme 41.8 (22.4) 46.1 (12.4) 32.1 (17.6) 17.8 (10.4) 76.5 (23.4) 54.5 (35.9) 51.7 (18.8) 28.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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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결과, 3세 전반과 3세 후반 모두 4세 후반과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소 유형에 따른 탄설음 발달

어휘형태소에서의 연령별 탄설음 오류율은 Figure 3, 문법형태

소에서의 연령별 탄설음 오류율은 Figure 4와 같다. 탄설음의 집단

별 오류 분포양상은 설측음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어휘형태

소에서도 4세 전반까지 오류율이 평균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가 4세 후반에 가서 오류율이 급감하여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문법형태소에서 탄설음은 4세 후반에 이르기까지도 오류율이 30% 

내외로 나타나서 아직 완전히 습득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표준편차의 값이 넓어서 동일 연령대 아동

들이 큰 편차를 보였으며, 이러한 편차는 4세 후반이 되면 두 형태

소 유형 모두에서 크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형태소 유형에 따른 연령별 탄설음 오류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소 

유형(F=114.265, p< .001), 연령(F=4.048, p< .05)에서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측음과 달리 탄설음에서는 

형태소 유형과 연령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F=3.823, p< .05). 이 상호작용 효과는 어휘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요인이 연령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

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사후분석 결과, 3세 전반과 4세 후반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The error rate of lateral sound in lexical morpheme by age.

100

80

60

40

20

0

Pe
rc

en
ta

ge

Lexical of early  
3 yr old

Lexical of late  
3 yr old

Lexical of early 
4 yr old

Lexical of late 
3 yr old

*21

Figure 2. The error rate of lateral sound in grammatical morpheme by age.

100

80

60

40

20

0

Pe
rc

en
ta

ge

Grammatical of  
early 3 yr old

Grammatical of  
late 3 yr old

Grammatical of  
early 4 yr old

Grammatical of  
late 4 yr old

Figure 3. The error rate of flap sound in lexical morpheme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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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error rate of flap sound in grammatical morpheme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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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유형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설측음 오류유형

연령집단별 설측음 오류유형의 오류빈도 및 비율은 Table 2와 같

다. 설측음의 오류 유형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두 형태소 유형과 상

관없이 모두 ‘생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략 다음으로 많이 나타

난 오류패턴은 활음화였으며 이어서 비음화, 파열음화 순으로 나타

났다.

탄설음 오류유형

연령집단별 탄설음 오류유형의 오류율 및 오류빈도는 Table 3과 

같다. 설측음과 달리 탄설음은 두 형태소 유형 모두 ‘활음화’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활음화가 압도적인 오류유형으로 나타나

기는 하였으나 설측음에 비하여 다양한 오류패턴을 보이고 있다. 

활음화에 이어 생략, 파열음화, 비음화 순서로 오류패턴이 나타났

다. 생략도 4세 후반에 이르기까지 소거되지 않았다.

설측음과 탄설음의 형태소 유형별 오류패턴

설측음과 탄설음의 형태소 유형에 따른 오류패턴은 Figure 5와 

같다. 설측음은 두 가지 형태소에서 공통적으로 생략이 압도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어휘형태소에서는 비음화

(11%)가 많이 나타난 반면 문법형태소에서는 활음화(12%)가 많이 

나타났다. 탄설음에서도 모두 활음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문

법형태소에서는 67%가 나타난 반면 어휘형태소에서는 51%로 나

타났다. 그 다음 패턴은 생략이었으며 어휘형태소에서는 29%로 문

법형태소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측음과 탄설음에서 

모두 문법형태소에서 활음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말소리 유음의 습득연령으로 알려진 3세

Table 2. The frequency (%) of the error patterns of lateral sound by age

 
Lateral sound Flap sound

Early
3-yr-old

Late
3-yr-old

Early
4-yr-old

Late
4-yr-old

Early
3-yr-old

Late
3-yr-old

Early
4-yr-old

Late
4-yr-old

Nasalization 2 (11.1) 2 (13.3) 0 (0) 0 (0) 3 (5.0) 2 (3.1) 1 (2.5) 0 (0) 
Stopping 1 (5.6) 0 (0)  0 (0) 0 (0) 0 (0) 2 (3.1) 1 (2.5) 0 (0) 
Deletion 15 (83.3) 13 (86.7) 2 (66.7) 0 (0) 54 (90.0) 51 (79.7) 30 (75.0) 15 (75.0)
Gliding 0 (0) 0 (0) 1 (33.3) 0 (0) 2 (3.3) 8 (12.5) 8 (20.0) 4 (20.0)
Etc. 0 (0) 0 (0) 0 (0) 0 (0) 1 (1.7) 1 (1.6) 0 (0) 1 (5.0) 
Sum 18 (100) 15 (100) 3 (100) 0 (0) 60 (100) 64 (100) 40 (100) 20 (100) 

Table 3. The frequency (%) of the error types of flap sound by age

 
Lateral sound Flap sound

Early
3-yr-old

Late
3-yr-old

Early
4-yr-old

Late
4-yr-old

Early
3-yr-old

Late
3-yr-old

Early
4-yr-old

Late
4-yr-old

Nasalization 2 (3.9) 1 (2.4) 3 (8.8) 0 (0) 10 (10.2) 2 (3.6) 3 (4.9) 1 (3.6)
Stopping 3 (5.9) 5 (12.2) 0 (0) 0 (0) 2 (2.0) 9 (16.1) 5 (8.2) 0 (0)
Deletion 14 (27.5) 18 (43.9) 6 (17.7) 2 (20.0) 18 (18.4) 13 (23.2) 9 (14.8) 5 (17.9)
Gliding 26 (51.0) 13 (31.7) 22 (64.7) 8 (80.0) 67 (68.4) 31 (55.4) 43 (70.5) 22 (78.6)
Etc. 6 (11.8) 4 (9.8) 3 (8.8) 0 (0) 1 (1.0) 1 (1.8) 1 (1.6) 0 (0)
Sum 51 (100) 41 (100) 34 (100) 10 (100) 98 (100) 56 (100) 61 (100) 28 (100)

Figure 5. The error pattern of lateral sound and flap sound according to mor-
phologic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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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발화 문맥에서 형태소 유형에 따

라 설측음과 탄설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연령집단별 형태소별 오류율을 검토하고, 통계적 검증

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오류패턴을 살펴보았다.

연령별 집단에 따라 그리고 형태소 유형에 따라 나타난 오류율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에서 연령과 형태소 유형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의 말소리 발달 수

준에 대한 평가 및 치료과정에서 간과되어온 자발화 중 문법형태

소 맥락의 효과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음의 발달

연구뿐만 아니라 평가 및 치료과정에서도 어휘형태소 수준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형태소 맥락에서의 조음능력을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형태소 유형과 같은 언어적 요인에 따라 

아동의 수행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의 조음능력을 진단

하여야 하며, 치료목표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언어적 요인의 효

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연령별 집단과 형태소 유형간 상호작

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소 유형 및 연령별 오류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어휘형태소에서의 유음 중 설측음의 산출은 3세에 10% 

정도의 오류를 보이지만 4세 전반에 이르면 오류율이 2%, 4세 후반

에 이르면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휘형태소에서 설측음은 4세 

전반에 오류가 거의 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자발화에서 형

태소 유형에 따른 마찰음 산출 결과를 살펴본 이전 연구(Kim et al., 

2012)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연구도 자발화 문맥에

서의 연구였으며 3세와 4세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인데 4세 

집단의 마찰음 오류가 어휘형태소에서는 0.2%, 문법형태소에서는 

4.7%였다. 이 오류율은 어휘형태소의 설측음 오류율과 유사한 결

과이다. 같은 어휘형태소이지만 유음 중 탄설음은 4세 전반까지 오

류율이 30% 내외 수준이었다가 4세 후반에 이르면 10% 미만으로 

오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자발화에서는 5세가 넘어야 

탄설음 오류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자발화에 나타난 

문법형태소에서 탄설음의 발달은 4세 후반에 이르러서도 잘 습득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전반은 오류율이 77%로 매우 어려

움을 보이고, 3세 후반과 4세 전반에 이르러 50% 내외의 오류를 보

이다가 4세 후반까지도 약 30%의 오류를 보인 것이다. 탄설음에서

의 오류는 마찰음이나 설측음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Kim 등

(2012)의 연구와 본 연구 모두 집단의 사례 수가 충분히 크지 않고, 

집단의 분류방식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어려워 조심스럽지만 자

발화에서 어휘형태소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탄설음이 마찰음보다 

늦게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오류율 가운데 문법형태소에서 보여주는 설측음 오류율에는 신

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3세에 이미 어휘형태소에서 약 90%, 4세에 

거의 100%의 정확도를 보이는 설측음이 문법형태소에서 는 3세 전

후반 집단 모두 약 40%의 오류를 보이며 4세 전반에 32%, 4세 후반

에도 18%의 오류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오류율이 줄어들기

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측음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고빈도를 보인 문법형태소는 

‘-ㄹ게, -ㄹ까’였다(Appendix 1). 대부분의 오류패턴은 생략이라고

도 볼 수 있고(/하께, 하까/), 설측음 뒤에 오는 연구개파열음 때문

에 역행동화(/학께, 학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음음운장애 아

동의 일반적인 진단평가 상황에서 동화를 판단하는 조건을 대입한

다면, 다른 조건에서 산출된다면 역행동화, 다른 조건에서 산출되

지 않는다면 생략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인집단이 구어 중 문

법형태소에서 설측음 실현 현황에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면 오류로 분석할 수 없다.

발달양상을 살펴보는데 있어 오류율과 같은 정확도 수준과 집

단 내 개인차의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달 초기에는 각 

집단의 오류율 범위가 넓게 나타나지만 후기에 이르면 범위가 매우 

줄어든다. 어휘형태소만 우선 살펴본다면 설측음은 4세 전반에

(Figure 1), 탄설음은 4세 후반에(Figure 2)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

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탄설음의 경우에는 문법형태소에서 

오류율은 20-30% 내외를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차가 매우 줄어들었

다(Figure 4). 이에 반해 설측음은 문법형태소에서 4세 후반에 이르

기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Figure 2).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이 3세 전후, 4세 전후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

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일단 문법형태소에서 설측음의 발음은 표준

어를 기준으로 하여 오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아

질수록 설측음 생략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문법형태소 조건에서 설

측음은 4세 후반에도 높은 오류율, 큰 분산을 보여, 이는 어휘형태

소에서의 설측음 발달과 탄설음 발달 양상을 함께 비교하여 살펴 

볼 때 문법형태소에서 설측음의 오류 판단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어중 조건에서 /ㅎ/를 약화하거나 생략하는 현상, 어중에

서 /w/계열 이중모음을 단모음화하는 현상, /ㅔ/와 /ㅐ/를 구분하지 

않는 현상 등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

으로 조음오류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Kim & Shin, 

2007). 문법형태소에서 설측음 종성에 연구개파열음이 후행하는 

경우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현상도 오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성인의 일반적인 설측음 발음양상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설측음뿐 아니라 탄설음의 경우에도 어휘형태소 맥락에서는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편차가 줄어들었으나, 문법형태소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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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세 전반에서 3세 후반으로 가면서 오히려 표준편차가 증가하

였다가 4세 전반이 되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won와 

Jung (2000)의 연구에서는 3세 6개월 이후로 유음이 포함된 조사

의 출현율이 증가하였으며, Kim과 Kim (2004)의 연구에서는 유음

이 포함된 종결어미의 산출이 3세에서 2개, 4세에서 8개의 출현율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3세에서 4세로 연령이 증가하

면서 유음으로 이루어진 문법형태소의 산출이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문법형태소 맥락에서 3세 후반에는 활

발한 문법형태소의 산출시도와 아동의 조음능력이 충돌을 일으킴

으로써 개인 간 차이가 더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오류패턴을 분석한 결과, 설측음에서는 모든 경우에 ‘생략’이 가

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가지 형태소 맥락에서 모두 설

측음의 ‘생략’이 4세에 비해 3세의 빈도가 월등하게 높았는데, 이는 

유음생략이 3세, 4세의 일반아동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음

운변동이라는 선행연구(Kim, 1995; Kim & Seok, 2004)의 결과를 

설측음 수준에서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설측음의 ‘활음화’ 오

류패턴은 3세 전, 후반에 비해 4세 전, 후반에 더 높아졌다. 이는 정

확도가 높은 군에서는 ‘활음화(과도음화)’가 더 빈번하게 출현했다

는 Kim과 Pae (2000)와의 유사한 결과이다. 설측음은 형태소에 따

라서 오류빈도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생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설측음의 생

략은 앞에서 언급한 문법형태소에서의 연구개 앞 설측음 생략도 

모두 생략이라고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를 역행동화라고 분석하는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설측음과 달리 탄설음에서는 ‘활음화’가 가장 빈번한 오류유형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측음에 비해 오류패턴이 비음화, 파열음

화 및 생략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탄설음의 ‘활음화’는 

문법형태소와 어휘형태소 조건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였다. 기존의 

오류패턴 연구에서 유음은 ‘생략’이 주 오류유형으로 논의되어왔

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측음은 ‘생략’이, 탄설음은 ‘활음화’가 주 오

류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휘형태소 맥락보다 문법형태소 맥락

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음

충돌(hiatus) 회피 현상’(Lee, 2001)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동이 아

직 발달되지 않은 탄설음을 산출하지 못하므로 ‘모음충돌’을 피하

기 위해 탄설음과 유사한 소리로 대치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아니라고’를 ‘아니야고’로, ‘이렇게’를 

‘이여케’로 탄설음이 ‘활음화’ 되는 현상이 빈번하였다.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삽입할 수 있는 소리는 아동의 음소 목록에 들어 있는 

파열음, 비음, 활음 등 다양한데 이 가운데 활음이 선택되는 이유

는 자신의 음소 목록 안에서도 가장 목표음과 유사한 소리인 활음

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영어권 아동의 경우에도 /r/

가 과도음화(gliding) 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유음의 습득은 자발화에서 형태소의 유형과 이음형

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음

의 오류패턴은 형태소 유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음형태

의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측음은 생략>활음화>비

음화>파열음화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탄설음은 활음화>생략>

비음화(4세)/파열음화(3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도문맥 연

구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생략 및 활음화’가 ‘비음화 및 파

열음화’에 비해 현저하게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유음의 생략과 활

음화를 Kim (1997)은 ‘유음의 단순화’로 아동의 빈번한 발달적 오

류패턴으로 파악하였는데, ‘유음의 단순화’는 낱말 유도상황에서

보다 자발화에서 더 두드러지게 빈번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어권 연구이지만 연속 발화에서는 ‘생략 및 왜곡’ 오류가 빈번하

지만, 조음검사도구에서는 ‘대치’ 오류가 더 빈번하다(Morrison & 

Shriberg, 1992)는 연구결과가 우리말 유음 상황에도 일치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음운환경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환경에 따라 오

류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데(Kim, 1997; Park & Lee, 2000), 본 연구

는 아무 조건도 통제하지 않은 자발적인 말 산출환경에서 아동들

이 보이는 오류패턴을 반영하였으며, 언어적 맥락이 조음능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조음장애 아동의 평가 및 진단

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수가 소수였다

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형태소 유형과 같은 언어학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모음의 영향 및 선행하는 음소, 음절구

조 및 길이, 어휘 빈도, 강세구에서의 위치, 발화의 구문적 복잡성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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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형태소별 유음의 고빈도 어휘 목록* 

어휘형태소 설측음 문법형태소 설측음 어휘형태소 탄설음 문법형태소 탄설음

내일 갈거야 그래 가라

달리기 먹을거다 그러면 거라고

둘 먹을거야 그런데 거로

딸기 먹을라고 그럼 나랑

만들자 먹을래 그렇게 뭐라고

말 볼래 그리고 보러

몰라 부를거야 다른 봐라

물 올라갈때 동물원 색으로

물고기 이걸로 떨어졌어 손으로

발 전화할수 만들어 숨어라

빨리 줄게 머리 아니라

색칠 줄까 버려 아니라고

생일 줄래 숟가락 아빠랑

선물 치울거야 싫어 얘랑

오늘 할거야 아이스크림 엄마랑

이불 할게 어린이집 여기랑

읽어 할래 요렇게 여기로

잘 할수 우리 요쪽으로

출동해요 해줄게 이렇게 이거랑

친구들 해줄까 일어나요 이쪽으로

*고빈도: 많이 사용된 순서로 20개를 선정하되, 두 명 이상의 아동에게서 나타난 것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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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발화에 나타난 3-4세 아동의 형태소 유형별 유음 발달 특성

최민실1·김수진2

1나사렛언어청각센터, 2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유음은 일반 아동의 음소발달 과정에서 후기에 발달하는 말소리이며, 조음장애 아동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 

음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따라말하기를 통한 낱말수준에서의 음소발달 연구가 대부분이고, 자발화를 이용

한 유음발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측음([l])은 3세경에, 탄설음([ɾ])은 4세경에 습득된다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3-4세 일반 아동을 선정하여 자발화에서 언어적 맥락(형태소 유형)이 조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방법: 3세부

터 4세까지의 아동을 6개월 단위로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3세 전반 집단 9명, 3세 후반 집단 8명, 4세 전반 집단 8명, 4세 후반 집단 

7명으로 총 32명의 자발화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가정에서 일상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녹음하고 전사한 뒤 문법형태소와 어휘형태소

로 구분하여 설측음과 탄설음이 들어간 음운단어를 정밀전사한 뒤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령별 집단의 자발화에서 특히 형태소 유형

(문법형태소와 어휘형태소)과 유음의 두 가지 이음형태(설측음과 탄설음)에 따른 오류율과 오류패턴을 분석하였다. 결과: 연령별로 네 

집단은 오류율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설측음보다 탄설음에서 오류율이 더 높았다. 특히 동일 연령집단 및 유음유형에

서 모두 어휘형태소 맥락보다 문법형태소 맥락에서 더 오류율이 높았다. 또한 두 형태소 유형 모두 설측음의 주된 오류유형은 생략이었

고, 탄설음의 주된 오류유형은 활음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 결과는 3-4세 일반아동의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나타

나는 어휘형태소 및 문법형태소에서 음소 /ㄹ/의 발달 양상, 오류유형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말소리장애가 있는 아동의 평가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유음, 설측음, 탄설음, 조음음운발달, 자발화,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1-B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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